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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로운 CABRINI 수녀의 동상 제작을 감독하는 위원회 임명  

  

뉴욕주는 Cabrini 수녀를 기리는 새로운 동상을 위해 최대 75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  

  

동상 디자인 제안서 요청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abrini 수녀를 기리는 동상의 제작을 감독할 새로운 

위원회에 19명의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위원에는 콜럼버스 헤리티지 연합(Columbus 

Heritage Coalition)의 Angelo Vivolo와 브루클린 교구의 주교 Nicholas DiMarzio가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뉴욕주가 프로젝트에 최대 75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 발표하고 

새로운 동상의 설계 제안서에 대한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abrini 수녀는 위대한 뉴욕 주민으로 뉴욕주의 

사람들을 위해 매우 큰 일을 했던 위대한 이탈리아계 미국인 이민자였으며, 그녀를 

기리는 동상을 세워 마땅합니다. 이 새로운 위원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역사회와 

불운한 이들에 대한 Cabrini 수녀의 봉사 유산이 앞으로도 기억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주지사가 임명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Maria Bartiromo, 기자  

• Frank Bisignano, 퍼스트 데이터(First Data) 최고경영자 겸 회장  

•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  

• Nicholas DiMarzio, 브루클린 교구 주교  

• Orlando Findlayter 주교  

• Philip Foglia, 이탈리아계 미국인 법률 방어 및 고등 교육 기금(Ital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Higher Education Fund)  

• Mario Gabelli, 가벨리 자산 관리(Gabelli Asset Management) 최고경영자 및 미국-

이탈리아 암 재단(American-Italian Cancer Foundation), 이탈리아 예술 및 문화 

재단(Foundation for Italian Art & Culture) 이사회(Board of Directors) 회원  

• John Leo Heyer 2세, 브루클린 교구 이탈리아 사도직  

• Maureen Sherry Klinsky, 작가  



 

 

• Gary LaBarbera, 그레이터 뉴욕의 건축건설업 협의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회장  

• Joe Plumeri, 윌리스 그룹 홀딩스(Willis Group Holdings) 전 회장, 최고경영자  

• Erminia Rivera, 마이모니데스 메디컬 센터(Maimonides Medical Center) 

이사회(Board of Trustees) 회원  

• Joseph Sciame, 주요 이탈리아계 미국인 단체 대표 컨퍼런스(Conference 

of Presidents of Major Italian American Organizations) 회장, 세인트 존스 

대학교(St. John's University) 지역사회 관계(Community Relations) 부회장  

• Carlo Scissura, 이탈리아계 미국인 단체 연합(Federation of Italian-

American Organizations) 회장 및 뉴욕 건설 의회(New York Building 

Congress) 회장 및 최고경영자  

• Mary Ann Tighe, CBRE의 뉴욕 트라이 스테이트 지역(Tri-State Region) 

최고경영자  

• Veronica Tsang, 캐세이 뱅크(Cathay Bank) 수석 소매 관리자 겸 수석 부사장  

• George Tsunis,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국(Battery Park City Authority) 국장  

• John Viola, 전미 이탈리아계 미국인 재단(National Italian American 

Foundation) 전 회장  

• Angelo Vivolo, 콜럼버스 헤리티지 연합(Columbus Heritage Coalition) 회장  

  

위원회는 새로운 기념물의 설계, 위치 및 설치에 관하여 주지사에게 권고를 제공합니다. 

제안서에 대한 뉴욕주의 요청은 전반적인 디자인과 동상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미술 기관 및 단체에 연락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아티스트 지원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빨리 예술 지역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디자인 제안서를 검토하면, 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을 할 Cuomo 주지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콜럼버스 헤리티지 연합(Columbus Heritage Coalition)의 Angelo Vivolo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abrini 수녀의 사심 없는 봉사는 아이들, 이민자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원은 우리가 그녀의 관대한 

유산을 기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는 주지사와 다른 위원회 회원들이 함께 진정한 

공직자를 존중할 동상을 세우기를 열망합니다."  

  

브루클린의 주교인 Nicholas Dimarz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시에 봉사하는 

삶을 산 Cabrini 수녀를 기리려는 Andrew Cuomo 주지사의 굳건한 약속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이끌기 위해 주지사가 제게 맡긴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민자의 수호성인(Patron Saint of Immigrants)인 그녀의 유산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의를 표할 것을 기대합니다."  

  



 

 

Cabrini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조직을 설립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3명의 아이 중 막내로 1850년 롬바디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그녀는 서약을 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수녀회인 성심 

선교사 자매(Missionary Sisters of the Sacred Heart)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Cabrini 수녀는 1889년에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 그녀는 맨해튼에 있는 세인트 요아킴(St. Joachim) 교구, 폼페이 성모 교회(Church 

of Our Lady of Pompeii), 트랜스피겨레이션 가톨릭 교회(Transfiguration Catholic 

Church) 그리고 브롱크스의 카시아의 세인트 리타(St. Rita of Cascia), 브루클린의 

세인트 스티븐 교회(Church of St. Stephen)에서 가르쳤습니다. 35년간, Cabrini 수녀는 

이민자로 미국에 온 이탈리아계 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등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수십 개의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여러 기관 중 

하나인 콜럼버스 병원(Columbus Hospital)은 설립 이후 카브리니 메디컬 센터(Cabrini 

Medical Center)로 개명되었고, 2008년 폐업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맨해튼에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웨스트 파크에 묻혀 있었던 Cabrini 수녀는 현재 그녀가 설립한 맨해튼의 성 

프란시스 카브리니 신사(St. Frances Cabrini Shrine)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Cabrini 

수녀가 사망한 지 거의 30년이 지난 1946년, 그녀는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한 인물 중 

최초로 시성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민자의 수호성인(patron saint of immigrants)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뉴욕 전역의 여러 학술 기관, 종교 건물 및 병원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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